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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gender-related attitudes of professors in engineering as a socio-environmental 

factor for career barriers of female engineering students. For this purpose, 220 professors, 169 in engineering and 51 in 
non-engineering, completed questionnaires that evaluated gender-related knowledge, behavior, and career expectations. Our results 
showed that both engineering and non-engineering professors showed a low level of knowledge of gender differences. Both groups 
selected soft skills such as leadership, initiative and self efficacy as lacking in female students, rather than their academic skills. 
Professors in engineering showed higher expectations of female students pursuing a career in engineering but lower expectations 
for working on core projects and taking leadership at the workplace than the professors in non-engineering. The level of 
gender-sensitivity related to teaching was lower for professors in engineering than those in non-engineering, although professors in 
engineering evaluated their gender sensitivity higher than the evaluation of their female students. In addition, professors in 
engineering opted less for developing programs for female student career development in engineering than professors in 
non-engineering, and they showed a low interest level in participating in such programs. This study showed that the efforts to 
make engineering professors aware of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students should precede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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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최근 국내에 공학 전공 여성 인력이 급증하고 있으나 취업

은 동일 전공 남성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공학

은 전공 분야 취업률에서 남 ․ 여 차이(2006년 말 기준 16%)

가 가장 큰 전공으로 조사되어 여성 공학인은 타 전공 여성

에 비해서도 높은 진로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

고 있다(김지현, 2008). 한편 공학 전공 여성들의 높은 진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 과정

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구미 선진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

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그 결과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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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인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학생들에게 수학 ․ 과학을 적극적

으로 장려하지 않아 공대 진학을 기피하고, 진학 이후에는 

여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환경 및 교수들의 태

도 등 삭막한 공대 분위기(Chilly Climate)와 공학 분야에서

의 여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여학생 자신의 심리적 갈등 등

이 진로장벽의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Belenky 외, 1986; 

Seymour, 1995; Tonso, 1996; Sanders 외, 1996; Sagebiel 

외, 2006; 박지은 외, 2009).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학

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수들에게 학생 성

별 특성에 기초한 교육 지식 및 교수법 제공, 여학생에 친화

적인 교육환경으로의 개선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명숙, 

2007; 도승이 ․ 오명숙, 2008; 박지은 외, 2009)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진학 측면에서는 큰 문제

가 없음에 반해 진학 이후 공학 전공 여성이 겪는 진로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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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 및 연

구 등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직업인에 대해서는 취

업이나 직장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고 있으나 공과대학 교육 과정에서는 어려

움이 없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진들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전국 규모의 공대 여학생 대상 전공 진로장벽

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 조사 연구를 통해 여학생들이 이미 

대학 재학 단계에서 남학생에 비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

음을 보고하였다(김지현 ․ 오명숙 ․ 정윤경, 2007; 정윤경 ․ 오명

숙 ․ 김지현, 2008). 더우기 남학생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전공

에 대한 열망, 전공 만족도, 자기 효능감 등이 향상되는 반면 

여학생은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하지 않아 현재의 공학 교육

이 여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경기

도 소재 S대의 경우에도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심리적 

장벽을 더 느끼며 지속적으로 심리적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

고되었다(도승이, 2008). 

그러나 이러한 여학생들의 심리적인 변인만으로는 공학 전

공 여성 인력의 누수 현상 및 여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장벽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충분치 않다. 진로 선택이나 결정 과정

에서 개인의 심리적 변인만을 강조할 경우 개인이 자신이 속

한 사회적 제약이나 환경적 구속과는 무관한 존재이며, 진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심

리적 환원주의의 오류를 초래하게 된다(Brown 외, 1996). 따

라서 여학생이 속한 집단의 심리적 ․ 사회적 환경과 이들 간의 

관계를 포함한 큰 틀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여학생들이 경험

하고 있는 전공 분야 진출의 어려움이나 좌절을 이해할 수 없

으므로 진로장벽과 관련된 외적 환경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진들은 선행 논문에서 기대 ․ 가치 이론에 근거하여 

공대 여학생 진로장벽 탐색을 위한 기본 모델을 제시하였다

(정윤경 ․ 오명숙 ․ 김지현, 2008). 동 모델에서 여학생들의 전

공 관련 직업 선택 여부는 그 직업이 주는 객관적 가치(value)

와 내가 이를 얻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주관적 기대치(ex-

pectancy)에 의해 결정되며 주관적 기대치는 내적인 요인(심

리적 요인)과 외적인 요인(사회 ․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학 전공이 주는 객관적 가치에 

대해서 남 ․ 녀 학생간 차이가 없으나 주관적 기대치에 관련된 

심리적 특성의 경우 남 ․ 녀 학생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

다. 

한편 공학을 전공하는 여학생들에게 있어 무엇 보다 중요

한 사회적 환경은 대학과 현장에서의 이들을 둘러싼 주체들

(교수, 남학생, 기업인 등)의 행동과 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에서 여대생들의 진로 발달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경험

은 교수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 경험이다. 공대 여학생들의 심

리적 특성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 ․ 환경적 요인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교수 및 

기업인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와 인식 수준을 탐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좀 더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공학 전공 여대생의 진로 장벽의 이해에 도움을 줄 뿐 아니

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실시를 위해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 진로 장벽과 관련된 대학 내 환경적 

요인들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교수들이 여학생들의 특성

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기대하는지, 실

제로 교육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공대 교수의 특성을 여학생들이 많은 타 전공 교수들과 

비교 하였다. 이외에도 공대 교수들에게는 여학생들의 진로장

벽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대학에서 여학생의 전공 분

야 취업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여

부와 이에 대한 참여 의사 수준을 알아보았다. 

II. 연구방법

1. 설문조사 대상 

전국 4년제 대학교 공대 교수와 여학생 비율이 높은 화학, 

Table 1 Distribution of educational experience and major 
of engineering professors participating in the 
survey

구분 응답 수(비중,%)

교육
경력 

3년 미만 18 (10.7)

3년 ~ 5년 미만 18 (10.7)

5년 ~ 10년 미만 25 (14.7)

10년 ~ 15년 미만 49 (29.0)

15년 ~ 20년 미만 35 (20.7)

20년 이상 24 (14.2)

전공

건축 ․ 건설 10 (5.9)

토목 ․ 도시 11 (6.5)

기계 ․ 금속 11 (6.5)

전기 ․ 전자 44 (26.0)

소재 ․ 재료  3 (1.8)

컴퓨터 ․ 통신 26 (15.4)

산업 14 (8.3)

화공 39 (23.1)

기타 1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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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ructure of questionnaires for engineering professors 

조사 영역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예시

① 성인지적 태도

지식 10 여학생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 여긴다.

행동 16 나는 중요한 과제는 주로 남학생에게 맡긴다.

정서 7 나는 여학생과 수업을 하는 것은 불편하다. 

② 남 ․ 여학생의 태도 및 능력 차이 22 자신감, 학업 이해도, 수업 시간의 적극성 등 남녀 차이에 대한 인식

③ 전공 진출 기대 및 전망 14 공학 전공 여성들은 직장에서 전공 지식을 잘 활용할 것이다.

④ 취업 장애 요인 인식 1 전공 능력, 소프트 스킬(직업의식, 조직 적응력, 리더십 등) 등

⑤ 취업 확대 위한 교육 활동 

여학생을 위한 교육 강화 1 필요성 인식 수준 

참여 의사 1 참여 의사 수준

교수에게 지원되어야 할 활동 1 여성친화적 교수법 워크숍, 여성친화적 교육자료, 여성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생물학 등 비 공대 교수를 준거집단으로 선택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공대교수 169명(여교수 9명 포함), 비 공대 

교수 51명(여교수 1명 포함) 등 총 220명의 교수가 설문에 

응답을 하였다. 비 공대 교수의 전공은 이과 76%, 문과 24% 

이었으며 전체 교수의 35%가 화학 및 생물학 전공 학과 소

속이었다. 또한 79%의 교수가 여학생 비율이 30%(59% 이

상은 여학생 비율이 50% 이상)이상인 학과에 근무하였다. 한

편 설문에 응답한 공대 교수의 특징은 Table 1과 같으며 전

체 공대 교수의 28%가 여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과에 근

무하였고 소속 학과의 여학생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4%

였다. 또한 본 설문에 응답한 공대 여교수는 총 9명이었으나 

응답자의 5%를 점유하고 있어 설문조사 당시 공대 여교수 

비율이 3%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응답수이라고 판

단된다. 

2. 설문 조사 내용

설문 조사 문항은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

정하도록 하였다. 

가. 공대교수 

1) 성인지적 태도 

성인지적 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여학생에 대한 지식, 행

동 및 정서 등을 보고하게 하는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외국 

연구(Babcock ․ Laschever, 2007; Evans, 2000; Valian, 

1999)와 국내의 민무숙 외(2002)의 연구에서 보고된 심층 면

담 조사 결과를 기초로 성인지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

문 항목을 작성하였다. 예를 들면, ‘여학생은 경쟁적 관계보다

는 협동적 관계를 선호한다’와 같이 여성의 특성에 관한 지식

을 묻는 문항과 ‘나는 중요한 과제는 주로 남학생에게 맡긴

다’와 같이 성인지적 행동을 묻는 문항 등 총 33개의 항목으

로 구성하였다. 

2) 남학생과 여학생의 태도 및 능력 차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태도 및 능력 차이를 평가하기 위한 질

문지는 최상일 외(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조사를 기초

로 구성하였다.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남학생과 비교한 여학생의 특성을 1(여학생이 매우 낮음)에서 

5(여학생이 매우 높음)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3) 전공 진출 기대 및 전망 

공대 여학생들이 전공 분야로 진출했을 때 기대 되는 특성

과 직업에서의 전망에 대한 문항 총 14개로 구성하였고 교수 

자신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곳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4) 취업 장애 요인 인식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전공 분야에 취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8가지를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전

체 문항은 전공 능력 부족, 소프트 스킬 부족, 신체적 제약, 

여성의 특수성, 업무량, 위험성, 직장 내 여성용 시설 부족, 

사회 ․ 기업의 편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여학생의 전공 분야 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 활동

대학에서 여학생의 전공 분야 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수 자신이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또한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 교수에게 

어떤 활동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는지 선호하는 순서대로 번호

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6) 개인적 변인

전공별, 성별, 교육 경력, 학과 여학생 비율, 여자 동급생 경

험과 같은 개인적 변인에 따른 성인지적 수준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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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공대 교수 연구

성인지적 태도, 남 ․ 여학생의 차이 평가, 취업 관련 내용은 

공대 교수 연구와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고, 기대 및 비전에서 

공학 전공 여성들의 진출 가능성 문항을 삭제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대 교수와 달리 개인 변인별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version 15를 사용하여 평균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 집단 t-test를 실

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성인지적 태도

가. 성인지 지식

여학생에 대한 지식을 문항의 응답결과에서는 Fig. 1에서

와 같이 공대와 비 공대 교수 모두 별로 그렇지 않거나(2점), 

중간이다(3점)라고 대부분 응답하였다. 

지식 부문 설문들이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 근거하여 일반

적인 여성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공대나 

비 공대 교수들이 전반적으로 여성의 고유 특성을 잘 모르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성인지 지식에 대한 질

문에 대해 강하게 부정을 한 교수들은 다른 문항에서도 유사

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낮은 수준의 성인지 

지식을 가진 교수들은 일관되게 여학생들에게 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행동

1) 수업

공대 교수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남녀 학생들을 

Fig. 1 Gender-difference knowledge levels of professors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들이 평소 교수 활동에 있어서 성별을 크게 의식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좋은 교수법으로 비교적 많이 알려

져 있는 설문에 대해서는 본인도 채택하고 있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자기 보고식 연구에서 일반적으

로 나타나는, 바람직한 응답으로의 편향이라는 특징과 동일한 

것으로서 특히 명백한 성차별적인 진술(나는 중요한 과제는 

남학생에게 맡긴다, 나는 여학생이 틀려도 조언을 하지 않는

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

는 실제 교수들의 행동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평소 여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적고 여학생들과의 상호작용도 별로 많

지 않은데서 기인한 반응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제안을 검증하

기 위해 실제 여학생들이 교수들의 교수법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하고 만족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들이 수행한 설문조사 중 여학생들이 교수님들

의 수업 방식과 태도에 대해 보고한 결과(김지현 ․ 오명숙 ․ 정
윤경, 2007)를 별도로 추출하여 공대 교수의 자기 보고 점수

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Fig. 2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문항

에서 교수는 여학생들이 실제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 보다 자

신의 행동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수업관련 성인지적 행동에서는 공대 교수는 비 공대 

교수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얻었다(공대 교수: 3.26, 

비 공대 교수: 3.41). 이는 공대 교수들이 여학생이 많은 전

공의 비 공대 교수들에 비해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에 근

거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이 낮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공대 교수 개인 변인 중에서는 전공 여학생 비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50% 이상인 교수들

은 이보다 낮은 비율의 여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에 비해 유의

미하게 수업에 대한 행동이 여성 친화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 The evaluation on teaching methods by professors 
and female students i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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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 

진로 관련 영역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취업 추천이 들

어왔을 때 남학생을 우선으로 추천한다’에 대해 교수들은 공

대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공대 교수: 2.15, 비 공대 교수: 2.33). 또한 남자 대학원생

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대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중간

이라고 응답하였다(공대 교수: 2.95, 비 공대 교수: 2.96). 

‘지방 또는 해외학회에 남학생을 보낸다’에 대해서도 공대 재

직여부와 관련 없이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공대 

교수: 2.04, 비 공대 교수: 2.31). 남녀학생에 따라 진로지도

의 차이를 두는지에 대해서도 공대 재직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분 그렇지 않은 편이라

고 응답하였다(공대 교수: 2.38, 비 공대 교수: 2.63). 또한 

교수의 개인 변인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다. 여학생에 대한 정서적 태도

여학생들에 대한 태도의 마지막 차원으로 교수들이 여대생

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정서적 불편함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교수들은 전반적으로 중간 보다 낮은 수준의 정서적 불편함

을 보고하였다. 공대와 비 공대 교수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공대 교수 내에서 개인 변인 중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

은 공대 교수의 성별과 여자 동급생 경험 여부였다. 예상대로 

여자 교수가 여학생들을 더 정서적으로 덜 어렵게 느꼈으며

(남자교수: 1.93, 여자교수: 0.50) 남자 교수도 학창 시절 여

자 동급생이 있었을 때가 없었을 때 보다 낮은 수준의 정서

적 불편함을 보고하였다(여자 동급생 경험 무: 1.81, 여자 동

급생 경험 유: 1.01).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 접촉 경험 보다

는 동급생 또는 동료 여성과의 접촉 경험이 중요함을 의미하

는 것으로 즉 수직적 관계 보다는 수평적 관계가 정서적 불

편함을 해소하는 데 중요 요소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공대 남성 교수와 수평적 관계에 

있는 공대 여교수 증가 및 여교수들에게 동료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남 ․ 녀 학생 비교 평가 

남녀학생의 차이에 대해 22개의 평가 요소별로 교수들에게 

질문하였다. 교수들은 대체로 학업이해도, 과제수행의 진지함

과 헌신, 발표기술, 시간관리 능력, 정직성, 자기관리, 타인배

려의 7개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정

하였다. 반면에 자신감, 기기조작능력, 모험정신, 주도성, 리더

십, 능동성, 과 행사 참여의식, 직업의식 등 8개 항목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정하였다. 수업 

적극성, 전공에 대한 흥미도, 과학적 사고능력, 사고의 유연

성, 책임감, 협동정신,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기술 등 8개 항

목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값은 차이가 미미하거나 없

는 것으로 평정하였다. 공대 재직 여부에 따른 차이는 발표

기술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개별 교수들의 평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서 각각의 응답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얻어진 흥미로운 발견은 평균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공

대 교수들과 비 공대 교수들은 남녀 학생들에 대해서 서로 다

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자신감은 평균차

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공대 교수들은 여학생들이 더 자

신감이 없는 편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학업 이

해 항목에서도 여학생들이 높다고 한 응답은 비 공대교수에 

비해 공대 교수들에게서 더 적게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남녀학생의 비교 평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은 여학생과 남학생간에 차이가 나는 항목 중 어떠한 항목들

이 상위요인으로 묶일 수 있는가를 확인한 것이다. 즉, 자신

감, 기기 조작 능력, 모험정신, 주도성, 리더십, 능동성, 과 행

사 참여의식, 직업 의식 등 학업과 무관한 8개 항목에서는 여

학생이 남학생에 미치지 못한다고 교수들은 응답하였는데, 이

러한 항목들은 여학생들이 대학 교육에서 남학생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뛰어난 학업 이해도와 과제 수행 노력을 보이면서도 

적극적인 참여태도의 부족으로 낮은 성과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이 부족한 항

목을 보완하는 교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

다. 한편 여학생 평가에 관해서는 공대 교수의 개인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여학생 전공 전망에 대한 기대 수준

여학생의 전공 전망에 대한 기대 수준은 공대 교수들의 진

로 지도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여학생의 전공진출에 대한 전

망이 낮을 경우 남 ․ 녀간 다른 진로 지도를 하거나 남학생 위

주의 진로 지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

의 문항에서 중간과 중간을 약간 웃도는 응답 수준을 나타냈

으며, 공대 교수들은 여학생의 취업률, 근무 연한, 승진율에 

대해서 비 공대 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기대치를 나타내

었다. 

반면 공대 교수들은 여성의 모험심, 리더십, 핵심 업무 담

당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비 공대 교수에 비해서 낮은 기대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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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level of expectations of professors for career 
prospects of female students 

4. 여학생 취업 장애 요인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전공분야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원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크게 역량(전공 능력 부족, 소프트 

스킬의 부족), 성적 제약(여성의 특수성: 출산 ․ 육아, 신체적 

제약), 전공 특수성(업무량, 위험성) 및 사회적 환경(직장 내 

복지, 사회적 편견)로 구분하여 8가지로 제시된 원인들에 대

해 교수들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게 하였다. 교수들은 사회 ․
기업의 편견, 여성의 특수성(출산 ․ 육아), 업무량, 위험성, 신

체적 제약, 직장 내 복지시설 부족, 소프트 스킬의 부족의 순

서로 중요성을 평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대 재직 여부, 

성별, 교육경력, 학과 여학생 비율 등의 개인 변인과 무관하

게 비교적 일관된 것이었다. 다만 여성 교수들은 취업의 어

려움을 사회 ․ 기업의 편견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와 같은 교수의 반응은 교육 과정에서 여학생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내부로부터의 

변화 의지도 낮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5. 성인지적 교육 강화에 대한 인식

대학에서 ‘여학생의 전공 분야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활동이 필요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비 공대 교수들이 공

대 교수들에 비해 높은 응답을 하였다. Table 3에서와 같이 

반드시 또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5.3%

(비 공대), 56.6%(공대)이였다. 또한 공대 교수의 성별, 여학

생 비율, 교육 연한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과 여학

생 비율에 따라서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육 

연한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ig. 4에서와 같

이 1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는 교수들보다 유의미하게 여대생의 전공 진출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Table 3 The level of awareness of professors for the 
need to enhance education programs to help 
female students develop careers at the workplace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잘모름
(%)

거의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공대 교수  8.9 46.8 20.1 21.3 3.0

비공대 교수 16.0 49.0 12.2 18.4 4.1

Fig. 4 The level of awareness of engineering professors 
for the need to enhance female student education 
an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공대 교수들에게 여학생의 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참

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대교수의 개인차 변인 중에서 

성별, 전공, 여학생 동급생에 따라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지

만 교육연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ig. 4에서와 

같이 3년 미만의 교육연한을 가진 공대 교수들만이 중간 이

상의 참여 의지를 나타냈고 다른 교수들은 중간에 걸쳐 있거

나 그 보다 더 낮은 수준의 참여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3-5

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교수의 경우 여대생 지원에 대한 필

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중간 이상이면서도 실제 교수 자신

의 참여 의지는 중간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필요성 보다는 

부임 초기 가졌던 교육에 대한 열의는 약화된 반면 업적 평

가 및 행정 업무 등과 관련된 개인 부담 등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공대 교수의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여학생 교육을 위해서 교수들에게 어떤 사항이 지원되

어야 좋겠는지를 알아본 결과 공대 교수들은 여성 공학인의 

현실에 대한 정보 제공, 여성 전문가 초청 세미나 제공, 정부

의 지원, 여성 친화적 교육 자료의 제공, 여성 친화적 교수법 

훈련 워크숍 제공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대 교수들이 수업이

나 워크숍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보다는 정부 기관

이나 외부에 의한 소극적인 방안을 선호하는 결과는 아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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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ference for supporting programs for female 
engineering student education 

실적으로는 여학생의 진로 교육까지 노력을 기울일 여력이 없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과 연구에 대한 요

구조건이 가장 높은 3-5년차 교수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참

여 의지를 나타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Fig. 5에 

공대 교수들이 1 순위로 선택한 항목에 대한 비율을 제시하

였다. 

IV. 결 론

교수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대 교수들의 성인지적 수

준은 지식, 행동, 평가, 정서, 기대 등의 면에서 비 공대 교수

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성인지적 지식에서는 두 집단 모두 

중간이나 그 이하의 수준을 보여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의 특성

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적 행동에서는 

중간 이상의 행동 수준을 보고 있지만, 비 공대 교수보다 낮

았고 실제 여학생들의 평가와도 차이가 있었다. 즉, 대부분의 

문항에서 교수들은 여학생이 지각 하는 수준보다 자신의 성인

지적 행동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공대 교수들의 

여학생들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과 상호작용이 낮음을 의미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학생들의 실제 지각이 진로 개발의 

동기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Farmer, 1997; 

O'Brien & Fassinger, 1993; O'Hare & Beutel, 1998) 고

려했을 때 이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특히, 여학생들과 대

학 교수 사이의 지각에서 차이가 난 문항이 학업 지도면 보

다 관계의 질이나 격려의 수준에 있었는데 이는 여학생들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정윤경 ․ 오명숙 ․ 김지현, 2008) 

향후 여학생 진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계발 시에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할 내용이다. 다음 공대 교수들의 전공, 성, 근무 연수, 

여학생 수, 여자 동급생에 따라 성인지적 태도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 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개인별 변인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정서적 태도에서 교수의 ‘성’과 ‘여자 동급

생 유무’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여자 교수가 남자 교

수 보다, 여자 동급생을 경험한 교수가 그렇지 않은 교수보다 

여학생에 대한 정서적 불편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남자 교수와 수평적 관계에 있는 여자 교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전공과 관련된 능력 차

원들에 대해서 공대 교수들은 학업 이해도, 과제 수행의 진

지함, 발표 기술, 자기 관리, 타인 배려와 같이 수업이나 사

적 관계의 측면에서는 여학생들을 남학생들보다 높게 평가 했

지만, 자신감이나 능동성, 모험 정신과 같이 현장의 리더로서 

반드시 필요한 적극적 특성에서는 여학생들을 남학생보다 훨

씬 낮게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 교육에서 전

공 능력 향상 못지않게 여학생에게 특화된 소프트 스킬 증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준다. 

여대생의 향후 전공 진출에 관하여 공대 교수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는 비 공대 교수보다 높

은 수준의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핵심 업무 능력이나 주

도성을 발휘하는 분야에서는 비 공대 교수보다 더 낮은 수준

의 기대치를 보였다. 여학생 전공 분야 취업을 위한 교육 강

화에 대한 인식에서 공대 교수들은 중간 이상의 반응을 나타

냈지만, 비 공대 교수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참여 

의지에서도 중간을 밑도는 낮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실제 여

학생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서 ‘교수법 워크숍’와 같

은 적극적 행동 보다 ‘여성 공학인 현실에 대한 정보나 자료 

제공’, ‘정부의 지원’ 등의 외부 지원 방안을 선호하는 결과는 

공대 교수들의 능동적 참여 의지가 아직은 많이 낮음을 의미

하였다. 

최근 공과대학도 학생 성비(性非) 변화, 학생 지도 및 교육 

강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이전에 비해 여학생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하였으나 공대 교수들의 성인지적 태도는 타 전

공 교수 및 여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많은 연구에서 교수와의 친밀한 상호관계를 통해 여학생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어(Betz 외, 1992; 

Malicky, 2003) 무엇보다도 공과대학 교수들의 성인지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들이 선

호하는 여성공학인 현실에 대한 정보 제공, 여성 친화적인 공

학교육 중요성에 대한 홍보 등과 같은 비교적 쉬운 활동이 우

선적으로 시작되어야 하겠다. 또한 대부분의 공대 교수들이 여

학생과 함께하는 환경에 익숙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여학생 교

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긴요하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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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 약

국내 공대 여학생의 전공 진로 장벽과 관련된 사회 ․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공대 교수들의 성인지 인식 및 행동

을 파악하고 여학생 비율이 높은 타 전공 교수와 비교하였다. 

220명의 교수(공대 169명, 비공대 51명) 설문조사 결과 공

대 ․ 비공대 교수들 모두 여학생들이 학업과 관련된 능력보다

는 모험정신, 리더십, 능동성, 자신감 등과 같은 소프트 스킬

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다. 여학생의 전공 분야 진출 가능성

에 대해서는 공대 교수들이 비 공대 교수 보다 높은 수준의 

기대를 나타냈으나 직장에서의 핵심 업무 담당, 리더십 발휘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준의 기대치를 보였다. 공대 

교수들의 수업 관련 성인지 행동 수준은 비 공대 교수보다 

낮았으며 여학생들이 실제 인식하는 수준보다 자신의 성인지

적 행동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여학생의 전공 분

야 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해 비 공대 교수

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참여 의지도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대 여학생 교육 강화를 위해서

는 공대 교수들의 여학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공대 여학생, 진로장벽, 공대 교수, 성인지적 태도 

본 연구는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

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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